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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 이행을 위한 기후금융 역할 분석
진익* 김윤희**

국문초록

파리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신기후체제에 대한 대응이 계획단계에서 이행단
계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기후금융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
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대응을 새로운 성장기회로 간주하고, 다양한 방식의 개
입을 통해 기후금융(climate finance)을 동원(mobilizing)하고 그 규모를 확대(scale-up)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공공 기후금융의 조성이 부족하고, 민간부
문의 기후금융 참여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국가주도로 추진되어온 녹색성장 및 자원외
교의 성과부진, 주요 당사국의 단기적 정책 변화를 둘러싼 불확실성 등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잘

설계된

환경규제

(well-designed environmental regulation)는 시장의 성숙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
화시킬 수 있다.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OECD 및 BRIICS국가를 대상으로 국
민총생산, 온실가스 배출량, 재정수지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뒤, 향후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요구되는 국가별 기후금융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하향식(top-down) 접근법을 제안
하였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관측되는 양상을 참조하여, 공공 기후금융의 유인성 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큰 규모의 민간 기후금융을 조성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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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파리협정은 2020년 이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전략과 실행방안을 담은 보편적이
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계에 대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이를 위해
UNFCCC 197개 당사국 중 160개국이 제출한 자발적 감축목표(NDC)1)를 2030년까
지 이행해야 한다. 물론 최근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 선언으로 인해 기후변화
에 대한 국제사회의 파리 기후변화협정 이행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
구온도 상승을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irreversible) 현상이며 이미 모든 관계된 정부, 과학기술 및 관련 산업과 사업 등이
포괄적으로 얽혀있는 비가역적인 행동의 연속이기에 지속적으로 향후 기후금융에 대
한 필요성은 대두 될 전망이다(UNFCCC 2016a). 이를 위해 2016년 COP22 마라케
쉬 회의2)에서도 신기후체제 이행을 위한 기후금융 조성, 확대 및 운용과 활용 범위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UNFCCC 2016b).
2020년 이후 온실계획 감축 로드맵(신기후체제)에 대한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이미
많은 국가들이 관련 재정소요를 예상하고 관련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기존 에너지원의 탄소효율성을 제고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산시키기 위한
기후기술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정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제고, 이산
화탄소 포집 ·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에너지 ·IT 융합 등 기후기
술 관련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향후 5년간 청정에너지 R&D분야의 정부투
자를 2배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청정에너지 미션이노베이션(Mission
Innovation)3)에는 현재 한국 ·프랑스 ·캐나다 ·중국 ·일본 등 21개국이 참여하고 있
다. 해당국들의 청정에너지 R&D 규모는 2016년 150억 달러에서 2021년 300억 달러
로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효율향상 등 6대 중점 분야에 대한
투자가 2016년 5,600억원에서 2021년 1.1조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4)
1)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2) 2016.11.1.~2016.11.18. 모로코 마라케쉬(Marrakech)에서 진행된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UN 기후변화협약)의 Conference of the Parties(COP: 당사국 총회)
3) http://www.mission-innovation.net
4)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정부, 향후 5년 내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공공투자 두 배로 늘린다,”
20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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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기후금융(climate finance) 개념이 점차 정립되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
금융의 규모도 확산되는 추세이다.5) Buchner et al.(2015b)에 따르면 전 세계 기후금
융 규모는 2014년 3,920억 달러로 전년도보다 19% 증가했다. 이 중 공공 기후금융은
1,510억 달러, 민간 기후금융은 2,410억 달러 규모이다. 또한 기후금융의 빠른 성장에
맞춰 많은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참여국들이 기후금융 체제를 정립하려는 추세이다.
예를 들면, UNFCCC, OECD, G20 등이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서 기후금융의 투명성
프레임워크를 강조하며 최근 기후금융의 조성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
다.6)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대응 시장이 급성장하고 기후금융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국내시장에서는 기후금융의 조성이 미진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2010년 전후 국가주도로 시행된 녹색사업7)의 성과부진과 자원외교의 실패8)로 인해
기후금융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공공 기후금융
의 개입 시기와 그 역할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후금융 참여 시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위험관리수단, 거래비용절감수단 등이 충
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윤진수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전 발표된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 교수의 이론에 따
르면,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잘 계획된 환경규제(well-designed environmental
regulation)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Porter and van der Linde,
1995). 사실 환경규제는 외부성(externalities)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
로 인해 기업이나 소비자는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환경규제로 인해 제품 ․ 공정 체제가 바뀌고, 그로 인해 혁신이 발생한다면 장기
5) 본 연구는 Buchner 외, 2015a에서 기후금융을 ‘온실가스 완화·적응을 목표로 하여 저탄소․기후복원
개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자금흐름’으로 정의 한 개념을 사용한다. 그리고 재원의 성격에 따라
공공(public) 기후금융과 민간(private) 기후금융으로 분류한다.
6) UNFCCC의 재정상설위원회(SCF) 및 녹색기후기금(GCF)의 역할 증대, OECD의 기후변화전문가그
룹, G20의 녹색금융스터디그룹 등
7) 제1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4~2018), 국가 온실가스 감
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2014~2020) 등
8) 전순옥 의원실 조사 공개 자료(2015)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
원공사, 석탄공사, 한전 및 발전 자회사는 총 80개의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80여건의
투자총액 31조 2,663억원 중 이익을 낸 사업은 13건 1조 4,214억원에 불과한 반면 36개 사업에서
총 2조 7,596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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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오히려 시장의 활성화와 효용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의 불확
실성을 완화하고 사업기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황현정
2017).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면 향후 상당한 재정지출
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IEA 2015b). 그런데 현재의 한국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장기
화되고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면서, 중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수지는 지속적으로 악화되
고 부채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우려된다(국회예산정책처 2016a). 이러한 상황
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정지출을 추가로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은 크지 않을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공공부문 재원은 가능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재
원을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중장기 재정소요(requirement of public finance)를 분석
하고, 온실가스 배출량과 재정수지 관계에 대한 국제비교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공공 기후금융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또한 민간 기후금융의
성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관련 재정사업의 예산규모 집계를 통
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공공 기후금융을 ‘정부․산하기관의 직․
간접 지원과 투자’로, 민간 기후금융은 ‘금융회사를 비롯한 민간부문 내의 자금흐름’으
로 정의한다. 특히 기후정책 관련 주요 계획(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등)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재정사업의 예산을 중심으로 공공 기후금융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기후금
융 규모를 추정한다.

II. 기존문헌 연구
1. 파리협정 이행과 기후금융
공공기후 금융의 역할은 기후변화 투자에 대한 위험과 비용 감소, 지식 및 기술역량
강화지원과 투자신뢰도 제고를 위한 실적 향상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공공 기후금융
은 각 정부 및 산하기관의 국내외 직․간접 지원․투자, 개발금융기관의 개발금융, 기후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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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등을 포함 한다(Buchner et al. 2015a). 예를 들어, 공공재원은 중앙, 주 또는 지역
정부와 그들의 산하기관이 위험을 부담하면서 책임을 가지고 운용하는 재원을 의미하
는데, 다자 ․ 양자 및 국가 개발금융기관의 투자와 기후펀드가 그에 포함된다. 민간재원
은 민간자금 및 민간금융 중개기관이 기후변화대응 사업에 투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재원운용 형태로는 공여(grant), 저금리 대출(loan), 사업단위 지분참여(equity) 그리
고 부내금융(balance sheet financing: 보유자산에 연동된 자금조달)이 있다. 일부 국
가들은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감소, 탄소가격제 도입, 기후복원기술의 지원강화 및
기후적응과 관련된 포괄적 투자 부분 등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공공 기
후금융 공공 기관들은 민간 기후금융9)을 동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 수단
및 메커니즘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기후금융투자가 이뤄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Carolina Rezende de Carvalho, et al. 2016).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공 기후금
융은 ‘정부․산하기관의 직 ·간접 지원과 투자’를 포함하며, 민간 기후금융은 ‘금융회사
를 비롯한 민간부문 내의 자금흐름’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관련 문헌을 검토한다.
IEA(2015b)에 따르면 지난 파리협정 이전에 각 국들이 제출한 자발적 감축목표
(INDC)의 이행을 위해서는 앞으로 15년 동안 13.5조 달러의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해서 에너지효율 향상과 저탄소기술 개발
분야에 필요한 투자규모이며 전체 에너지 부문 투자의 약 40%에 해당된다. 또한
Yeo(2015)에 따르면, 개발도상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약 3.5조 달러가 필
요하며 이 중 2.5조 달러가 인도가 필요한 금액이며 다른 1조 달러는 나머지 개발도상
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정된 금액이다. 전체 3.5조 달러 중 4,200억만 달러가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한 금액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실행하기 위해
서는 기후금융의 재원 확대는 필수적이며 많은 개발도상국의 자발적 감축목표가 조건
부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UNEP10)를 비롯한 다수의 국제기
구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요구되는 투자규모가 막대한 반면 공공부문 금융의 한계
가 많음을 지적하면서, 기후금융의 85% 이상이 민간 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
견을 제시하고 있다(UNEP et al. 2010).
9) 민간 기후금융은 기업투자, 사업개발자, 일반인, 민간투자기관, 기관투자자 및 지분투자, 벤처캐피
탈, 자본시설펀드 등을 포함한다.
10)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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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복원을 위해서 막대한 재원 소요가 예상되지만 이를 모
두 공공재원으로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충분한 민간 기후금융의 역할이 절실
하며 필요한 재원소요를 채우기 위해서 정부는 지속적인 촉진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
해 민간 금융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시장신호(market
signal)를

주어야한다.

이런

측면에서

많은

국가들이

민관합작투자(PPP:

Public-Private Partnership)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Lester and Finan(2009)에 따
르면 일반적으로 공공투자 한 단위가 민간투자를 5배 유도할 수 있다고 한다. 공공 기
후금융으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물론 보증이나 보험 상품과 같이 이미
정책지원 효과가 입증된 수단들이나 인센티브들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데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단순히 대출보다는 탄소크레딧과 같은 수단들이 기술적인 전문성과 결합되
어 투자 위험감소나 투자자금 모집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기후금융은 그 재원이 정부 재정지출에 기인하기 때문에 계
획적이어야 하고 보수적이다. 정책 결정자들은 제한된 공공 금융으로 민간금융을 동원
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공공 금융을 잘 운영해야 한다(Kato, et al. 2014; Micale
et al. 2015).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에서 기후변화 이해 증진과 탄소 및 온
실가스 감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위해 연간 수십억 달러를 배정하였고 이후 기후변화예
산 ‘Climate-change budget’을 통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세금감면 비용과 기후변화지
원 프로그램을 각 주 정부에서 시행할 수 있었다(Webre 2010). 따라서 기후변화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장기 재정투입 및 중장기 재정수지를 고려해야 하며 이것이 공공 기
후금융의 핵심이다. 성공적인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해서는 우선 2030년까지 약속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뤄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필요한 기후금융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OECD 및 BRIICS 국가들 자료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재정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뒤 2030년까지 온실가스 37% 감축목표
(850.6 MtCO2eq)를 이뤄야 할 한국의 기후금융 규모를 분석한다.

2. 문헌연구
산업화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환경문제
는 정책결정자의 주 관심사가 되었다. 즉, 에너지는 경제활동의 주요 투입요소임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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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인으로 인식되어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이 에너지 소비, 온실가스 배출 및 경제성장, 공공 금융 및 재정지출
등을 포함하는 거시경제지표와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해왔다. 정부 재정에 온실가스 감
축목표 이행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장은 아래와 같이 세 부분으로 기존 문헌을
분류(거시경제 지표와 에너지 사용;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환경과 공공금융)
하며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먼저 경제성장, 일자리 등과 같은 거시경제 변수와 에너지 소비에 관한 연구는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연구별로 조금씩 다른 결과를 보인다. 상
호 연관성 및 장기-와 단기-경제효과에 대한 연구는 Soytas et al.(2007), Paul and
Bhattacharya(2004) 및 Niu et al.(2011)등에 의해 수행되었다. 일반적으로 많은 연
구자들이 경제성장 및 다른 거시경제 지표들과 에너지 소비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분석(Aqeel and Butt 2001; Al-Iriani 2006; Arouri et al. 2012)하였다. 또한 Chan
and Lee(1996)는 중국의 소득, 에너지 가격 및 중장비산업 집중도는 에너지 사용과
긍정적 상관관계가 높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에너지 소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Fei
et al.(2011)의 경우에도 실질 GDP성장과 에너지 소비가 중국내 30개 지역에서 모두
상호 연관성이 높다고 분석하였고, Van and Nguyen(2008)도 에너지 소비와 경제성
장의 긍정적 연관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위 연구 결과들은 모두 개발도상국에서는
에너지 소비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가 분명하고 빠르며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준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Huang et al.(2008)의 경우, 최저소득 극가에서는 에너지 소비과
경제성장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지만 중소득 및 고소득 국가에서는 에너지 소비와 경
제성장의 분명한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최근 Shabbir et al.(2014)는 재생에너지와 비
재생에너지 소비, CO2배출 및 실질 GDP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CO2배출이 실질 GDP
를 저해하지만 재생에너지 소비는 지속적으로 실질GDP성장과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 소비와 CO2배출 간의 관계 역시 많은 기존 연구들의 주 관심대상이었다. 에
너지 소비와 CO2 배출 수준의 변화에 대해서 Paul and Bhattacharya(2004)는 산업
의 CO2배출이 감소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연료교체현상이 관계
가 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 집중도가 넓게 다양할수록 CO2배출량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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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고 이 영향은 다른 CO2발생 오염요인들의 영향보다 CO2배출에 더 큰 영향을 보
였다. 지역별 연구를 보면 Sheinbaum-Pardo et al.(2012)는 1990~2008년 멕시코
10개 분야의 세부 제조업 자료를 이용하여 에너지 소비와 CO2배출에 대한 연구를 하
였다. 그 결과 산업구조별로 에너지소비 및 CO2배출에 대한 영향이 크게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슷한 주제로 에너지 소비와 CO2에 대한 양의 상관관계를 남아프리카공
화국에 대해서 연구하거나(Menyah and Wolde-Rufael 2010), 중앙아메리카
(Apergis and Payne 2009), ASEAN11) 국가(Lean and Smyth 2010) 및 MENA12)
지역(Arouri et al. 2012)에 대해 연구한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발표되었다. Niu et
al.(2011)의 경우는 8개의 아·태평양 지역 경제에서 에너지소비와 CO2간의 상호관계
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GDP당 CO2 배출과 에너지 효율성이 인도, 태국, 인도
네시아 및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들이 호주, 뉴질랜드, 일본 및 한국에 비해 크게 낮
았고, 에너지 소비 한 단위당 CO2배출도 훨씬 높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마지막으로 환경이슈에 대한 공공금융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Heyes 2000; Lawn
2003; Sim 2006)이 있지만 아직 그 관계가 체계적으로 밝혀지진 않았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환경 이슈에 관한 정부 예산을 그 목적이 시장실패의 완화에 있다고 보고 민
간 소비의 대체재보다는 보완재의 관점에서 공공재에 대한 지출의 관점에서 분석
(Lopez and Galinato 2007)하였다. 환경에 대한 부분은 민간 분야가 투자할 인센티브
가 적기 때문이다(Dasgupta, 1996). Lopez et al.(2011)는 재정지출 변화 및 재정구
성의 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미국, 캐나다 및 여러 나라
들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많이 하였고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Bernauer and
Koubi(2006) 역시 1971~1996년 기간 동안 42개국 공공금융의 이산화황 대기 집중
도와 공공금융의 관계를 분석했고, 공공금융이 증가하면 이산화황 대기 집중도가 감소
함을 밝혔다. 최근 Jin and Kim(2017) 은 1998~2012년 기간 동안 40개국에서 관측
된 온실가스 배출량과 재정수지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파리
협정 이행을 위해 요구되는 기후금융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하향식 접근법
(top-down approach)을 제안하는 한편, 민간 기후금융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11)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12)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중동과 북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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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금융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민간분야에 있어서 많은 연구들이 정부 지출이 생산성 향상과 민간투자 유입에 비효
과적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오히려 최근 연구들은 에너지효율프로그램(EEPs: Energy
Efficiency Programs), 배출권목표제(TMSs: Targeting-Emission Systems), 녹색
기술프로그램(GTPs: Green Technology Programs), 재생에너지 프로그램(REPs:
Renewable Energy Programs) 등과 같은 환경정책에 대해 증가된 정부 지출이 생상
선 향상과 민간 투자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힌다. Halkos and
Paizanos(2013)는 77개 국가들에 대해서 1980~2000년 동안의 자료를 가지고 환경
분야에 대한 공공금융의 단기, 장기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장기적으로 국민 소득
향상에 대한 정부 지출의 효과와 정부 소득수준이 환경오염에 비치는 영향이 상호 연
관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Branker and Pearce(2010)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지역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비용 감소로 인해 정부재정에 긍정
적인 영향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미 많은 기존 연구들이 거시경제 지표들과 에너지소비, 에너지소비와 CO2배출 그
리고 공공금융의 환경에 대한 영향에 대해 분석해왔지만, 위의 여러 요인들의 인과관
계를 점검하고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한 경우는 없다. 특히 공공금융과 세부적인 환경
정책을 고려하는 분석의 틀을 제공한 사례는 찾기가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OECD
및 BRIICS 국가들을 대상으로 핵심 환경정책요소(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원당 에너
지 가격, 에너지 공급구조-탄소집약도)들와 경제요소들(실질 GDP성장률, GDP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고려하고 국가별 요인(실업율, 인플레이션률, GDP대비 민간 신
용비율, GDP대비 산업부분 비중 및 지역더미)들을 통제하여 이들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고 이에 대한 공공금융의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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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존연구 정리
연구논문

연구대상국가

연도

모델

독립변수

종속변수

GDP성장

에너지소비(+)

소득

에너지소비(+)

거시경제지표와 에너지소비
Niu 외 (2011)
Soytas 외 (2007)
Al-lriani (2006)
Aqeel 외 (2001)

아·태평양 8개국 1971~2005

패널분석
Granger
미국
1960~2004
인과관계분석
걸프지역 6개국 1971~2002 패널공적분분석
파키스탄

1955~1996

Arouri 외 (2012) MENA지역 12개국 1981~2005
Chan 외 (1996)
Fei 외 (2011)

중국
중국 30개 지역 1985~2007

Van (2008)

158개국

1980~2004

Huang 외 (2008)

82개국

1972~2002

Paul 외 (2004)

인도

1950~1996

Shabbir 외 (2014)

파키스탄

1971~2010

GDP성장
에너지소비(?)
GDP성장,
에너지소비(+),
Granger
석유소비,
경제성장(+),
인과관계분석
가스소비
경제성장(?)
단위근검정, 공적분 CO2배출
실질GDP(?)
공적분분석,
경제성장,
에너지소비(?),
VEC모델
에너지 소비
경제성장(+)
패널공적분분석.
동적패널분석 실질 1인당 GDP 에너지소비(+)
소득,
에너지소비(+),
반모수 분석
에너지 소비 에너지소비구조변화(?)
경제성장
(?,저소득국),
GMM분석
에너비 소비
(+,중소득국),
(-,고소득국)
Engle-Granger
경제성장
에너지소비(+)
공적분분석
비재생에너지소비
실질 GDP,
(+, 단기)
구조방정식
경제활동
재생에너지소비
(+, 장기)

에너지소비와 CO2배출
ASEAN 5개국
Lean 외 (2010)
Sheinbaum-Pardo 외
멕시코
(2012)

1980~2006

VEC모델

탄소배출

전력소비(+)
에너지소비구조와
제조업집중도(-)

1990~2008 분산분해분석

탄소배출

Granger
Menyah 외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1965~2006 인과관계분석

경제성장,
탄소배출

오염물 배출(?)

탄소배출

에너지소비(+, 장기)

탄소배출

에너지소비(+)
에너지소비
(+, 개도국), (-, 선진국)

중앙아메리카
1971~2004
VEC모델
6개국
Arouri 외 (2012) MENA지역 12개국 1981~2005 단위근검정, 공적분

Apergis 외 (2009)
Niu 외 (2011)

아·태평양 8개국 1971~2005

패널분석

탄소배출

환경 관련 공공금융
Heyes (2000)
Lawn (2003)
Sim (2006)
Lopez 외 (2007)
Dasgupta (1996)
Lopez 외 (2011)
Bernauer 외 (2006)
Halkos 외 (2013)
Branker외 (2010)
Jin외 (2017)

IS-LM
환경
IS-LM-EE 거시경제모델
LS-LM-EE 환영오염물질
1985~2001
GMM분석
정부지원
이론연구
투자
1980~2005
패널분석
공기, 물 오염
1971~1996 Pooled OLD SO2 집중도

거시경제지표(+)
환경요인(+)
경제활동(-)
15개국
환경지출(-)
환경보호(-)
38개국
재정지출구조(-)
42개국
공공금융(-)
SO2 공공금융(-)
77개국
1980~2000
GMM분석 1인당 CO2배출 CO2 공공금융(?)
캐나다
2009~2029 시나리오 분석 태양발전 투자
재정이익(+)
OECD, BRIICS
C/P(+),
E/G(-),
1998~2012
GMM분석
재정수지
지역더미(+)
4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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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증분석
1. 전체 기후금융 규모 추정13)
가. 방법론
2016년 11월 발효된 신기후체제 하에서는, 2023년부터 5년마다 이행점검(Global
Stocktake)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신기후체제 이행을 위한 비용규모를 추
정하는 것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
는 신기후체제 하에서 온실가스감축 비용을 추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시
하고자 한다. 즉 주요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보편적인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추산함으
로써 대략적인 온실가스 감축비용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하향식(top-down) 접근
을 제안하려는 것이다. 신기후체제에서는 시장메커니즘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
으로 보이므로, 기후체제 이행에 따른 경제수준의 위축을 기후체제 이행 비용 혹은 이
행에 필요한 전체 기후금융 규모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체적인 감축이
행수단별 소요 비용, 비용발생 시점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수단을 탐색하고자, 국가온실
가스 감축에 소요될 전체 기후금융의 규모를 분석한다.
국가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전체 기후금융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전반적인 경제
수준을 대표하는 ‘1인당 GDP’를 종속변수로 설정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총생산
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온실가스가 대부분 산업부문과 수송부문에서 발생되는
데, 산업부문의 생산활동과 수송부문의 물동량이 많아지면 배출량도 높아지기 때문이
다. 그러한 관계는 IPCC(2000)가 사용한 Kaya-항등식(Kaya Identity)에서 잘 드러
난다. 동 항등식에 따르면, ‘1인당 GDP’는 아래 식(1)과 같은 관계를 통해 ‘1인당 온실
가스배출량(per capita GHG emissions, C/P)’, ‘에너지 원단위(energy intensity of
the economy, E/G)’ 및 ‘에너지공급구조 탄소집약도(carbon intensity of energy
mix, C/E)’와 연결된다.

13) 기후금융 추정 방법에 대한 검토의견을 준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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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

이때 C는 온실가스배출량, P는 총인구, G는 국내총생산, 그리고 E는 1차 에너지 총
소비량을 나타낸다. ‘에너지 원단위(E/G)’는 국가 경제의 에너지효율성(energy
efficiency) 수준을 나타내며 해당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의 성과를 보여
주는 지표이다. 또한 ‘에너지공급구조 탄소집약도(C/E)’는 1차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
원별 공급 비율에 따른 온실가스배출 수준을 보여주는데 신재생에너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의 성과와 관련된 지표이다. 그리고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C/P)’은 배출권거래
제, 목표관리제도 등 배출량 감축 사업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Kaya-항등식은 ‘1인당 GDP’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설정한
정책적 요인들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Kaya-항등식을
중심으로 온실가스배출량 변화에 따른 GDP 변화를 추정함으로써, 신기후체제 이행에
따른 전체 기후금융 규모를 추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 선형관계를 OECD 회원국
및 BRIICS 국가들의 장기간에 걸친 패널자료에 적용하여, 설명변수별로 ‘로그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식별한다.
본 연구는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된 계수값을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한 단위 감축하
기 위해 필요한 전체 기후금융 규모로 해석한다. 다만 온실가스배출량 계수의 추정값
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한 단위 감축에 대응한 GDP의 민감도로 해석함에 있어,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온실가스 배출량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GDP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회귀방정식을 통해 추정된 계수 값은 모든 채널들의 효과를 종합
하여 보여준다. 예를 들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복수의 감축수단이 동시에 사용
되는 경우, 해당 감축수단들이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고 서로가 상충되어 개별적
효과가 상쇄될 수도 있다. 그런데 회귀계수의 추정값은 모든 채널의 효과를 종합적으
로 보여준다. 둘째, 회귀분석 계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GDP 사이의 관계가 분석대상
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현실에서는 시간의 흐름의 따라 나타
나는 경제활동 수준, 에너지 효율성, 에너지공급구조 등에서의 변화에 따라 해당 관계
도 달라질 수 있으나, 회귀분석은 그에 따른 변화 양상을 동태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
셋째, OECD 회원국 및 BRIICS 국가들의 자료로부터 추정된 계수 값은 모든 분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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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의 평균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즉 국가별로 경제활동 수준, 에너지 효율성, 에너
지공급구조 등에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귀분석 접근은 해당
특성을 오차항을 통해 포착하는 한편 추정계수는 모든 국가들에 공통적으로 성립한다
고 간주되는 평균적 관계를 보여준다.

나. 자료 및 변수
본 연구는 국민총생산과 경제사회적 요인들 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종속변수( )로서
‘1인당 GDP’를 사용한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GDP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
던 요인들을 설명변수( )로 포함한다. 먼저 연도 변수를 포함하는데, 이는 시간 경과에
따라 ‘1인당 GDP’가 증가하는 추세가 존재함을 감안한 것이다.
다음으로 식(1)의 Kaya-항등식의 양변에 로그를 취하여 변환한 선형관계를 회귀
분석에 활용한다. 즉 ‘로그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 ‘로그 에너지 원단위’를 설명변수로
설정한다. 다만 ‘로그 에너지공급구조 탄소집약도’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
설명변수에서 제외한다.
또한 국가별 금융시장 규모를 대변하는 대리변수로서 ‘GDP 대비 민간신용공급 비
율’과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포함한다. 전자는 민간부문의 금융법인이 공급
하는 대출 규모에 따라 생산활동, 온실가스 감축활동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민간 기후금융 조달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리변수에 해당한다. 후자는 재정건
전성 수준에 따라 공공 기후금융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공공 기후금융 여력에
관한 대리변수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GDP 수준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지역더비 변
수를 포함한다. 즉 ‘아시아-태평양 국가 더미변수’와 ‘BRIICS 국가 더미변수’을 추가
한다. 한편 지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과 GDP 사이의 비동조화(decoupling)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역 더미변수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곱한 변수를
포함한다. 즉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로그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과 ‘BRIICS 국가의
로그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을 추가한 모형도 살펴본다.
종속변수인 ‘1인당 GDP’를 비롯하여 분석에 포함한 설명변수들의 정의는 [표 2]과
같다.14)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는 OECD가 제공하는 국민계정자료(National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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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 및 경제전망자료(Economic Outlook Database), 세계은행이 제공하는 세
계개발지표(World Development Indicator) 등에서 추출한 자료를 사용한다. 분석대
상 기간은 15개년(1998~2012년)간의 연간자료이다. 분석대상 국가는 OECD 회원국
34개와 BRIICS 6개국15)을 포함하는 총 40개 국가들이다. 전체 600개 중 자료가 누
락된 것을 제외하고 실제로 회귀분석에 사용된 관측값 수는 542개이다.
[표 2] 변수 정의 및 산정 방법
변수 정의

산정 방법
ln(1인당 GDP)

로그 1인당 GDP(ln USD1,000)

ln(1차에너지총소비량/GDP)

로그 에너지 원단위(ln TOE/USD1,000)
GDP 대비 민간신용공급 비율(%)

(금융법인 대출자산/GDP) × 100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

(통합재정수지/GDP) × 100

로그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ln 톤/명)
-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 BRIICS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ln(온실가스배출량/총인구)

자료: OECD 및 World Bank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표 3] 변수 기초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0.174

0.636

7.746

11.479

4.852

0.382

4.072

6.129

GDP 대비 민간신용공급 비율

91.488

52.448

1.126

312.154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

-2.013

4.302

-32.305

18.021

로그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

2.401

0.554

0.554

4.158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0.625

1.177

0.000

4.158

BRIICS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0.292

0.760

0.000

3.198

로그 1인당 GDP
로그 에너지 원단위

자료: OECD 및 World Bank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추정

14) 일부 선행연구에서 ‘총산출갭’을 설명변수로 포함한 바 있는데, BRIICS 국가들에 대한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해당 변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15) 6개국(Brazil, Russia, India, Indonesia, China, South Africa)을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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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정방정식 및 추정기법
본 연구는 GDP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간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분석의 견고성
(robustness)과 비편향성(unbiasedness)을 감안하여 세 가지 회귀방정식을 설정한
다. 이는 관련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분석을 설계하고, 설명변수 설정에서의 자의성을
통제하려는 취지이다.
먼저 국가별 ‘1인당 GDP’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5개 변수 – ‘연도’, ‘에너
지 원단위’, ‘GDP 대비 민간신용공급 비율’,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 ‘1인당 온
실가스배출량’ -로 모형(I)을 설정한다. 동 모형은 Kaya-항등식을 참조하여 ‘1인당
GDP’와 ‘에너지 원단위’ 및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 사이의 관계에 주목한 것이다. 다
음으로 지역 차이에 따른 GDP 차이를 감안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국가 더미변수’와
‘BRIICS 국가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모형(II)을 구성한다. 끝으로 지역 차이에 따라
GDP와 온실가스배출량 사이의 동조화 정도가 다른지 살펴보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국
가 배출량’ 및 ‘BRIICS 국가 배출량’을 포함하여 모형(III)을 구성한다. 온실가스 감축
에 필요한 전체 기후금융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형(III)의 회귀방정식은
아래 식(3)와 같다.

              
          

식(2)

여기서 y는 로그 ‘1인당 GDP’, Year는 ‘연도’, Ener은 ‘로그 에너지 원단위’, Fina는
‘GDP 대비 민간신용공급 비율’, Gov는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 Emis은 ‘로그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 그리고 AEmis(BEmis)은 ‘아시아태평양(BRIICS) 국가 로그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한다.
한편 40개 국가들의 15개년 간 관측된 자료로 구성된 패널자료 모형을 대상으로 분
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별

및

연도별

고유

여건에

따른

이분산성

(heteroscedasticity) 및 자기상관성(autocorrelation)이 추정결과의 신뢰도에 큰 영
향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설명변수와 오차항간 내생성(endogeneity) 문제가 발생함을
감안하여 추정기법으로서 일반적률추정법(GM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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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한다. 동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 내생성, 이분산성, 자기상관성 등의 특성 하에
서도 추정결과의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rellano and Bond,
1991).

라. 추정결과
앞서 설명한 변수 및 모형을 바탕으로 OECD 회원국 및 BRIICS 국가들의 15년에 걸친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에 따른 전체 기후금융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주요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에 대한 결과는 GDP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
사한다. 모형(III)에서 해당 변수의 추정계수 값이 0.012로서 신뢰수준 1%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에너지 원단위’와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에 대한 결과를 보면 Kaya-항등식
이 실증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C/P)’의 계수는 정
(+)의 값으로, ‘에너지 원단위(E/G)’의 계수는 부(-)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모형 I)
의 경우 ‘에너지 원단위’의 통계적 유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제외하면, (모형
I)~(모형 III)에서 해당 추정값의 통계적 유의성이 높게 나타났다. 동 결과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거나,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경우 GDP가 악화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배출권거래, 에너지효율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이 확산되는 과정에
서 생산활동에서 교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직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결과이다.
셋째, 기후금융 관련 여건에 따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이 GDP에 미치는 영
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형 I)~(모형 III)의 결과를 보면, ‘GDP 대비
민간신용공급 비율’의 계수는 신뢰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값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 계수의 추정값도 대체적으로 신뢰수
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동 결과는 온실가스 배출
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민간 기후금융이 충분히 확장되면 GDP를 위축되는 부작용을 최
소화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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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인당 GDP와 국가온실가스배출량 간 관계
변수
연도
표준오차
p-값
에너지 원단위(E/G)
표준오차
p-값
민간금융 규모
표준오차
p-값
재정수지
표준오차
p-값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C/P)
표준오차
p-값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AP)
표준오차
p-값
BRIICS 국가(BR)
표준오차
p-값
(C/P) × (AP)
표준오차
p-값
(C/P) × (BR)
표준오차
p-값
상수
표준오차
p-값
Sargan Test
p-값
Hansen Test
p-값
Abond Test(1)
p-값
Abond Test(2)
p-값

모형(I)

모형(II)

모형(III)

0.008c
0.005
0.087
-0.696b
0.293
0.018
0.003a
0.001
0.005
0.005
0.005
0.341
0.759a
0.173
0.000

0.013a
0.004
0.000
-0.387a
0.096
0.000
0.003a
0.001
0.000
0.012a
0.004
0.003
0.617a
0.099
0.000
-0.274a
0.086
0.001
-0.880a
0.115
0.000

0.012a
0.004
0.002
-0.437a
0.136
0.001
0.003a
0.001
0.000
0.011a
0.004
0.004
0.847a
0.140
0.000

-4.960
10.703
0.643
1490
0.000
34.33
0.127
-1.381
0.167
-1.107
0.268

-14.500c
7.499
0.053
599
0.000
29.11
0.306
-1.049
0.294
-1.525
0.127

주: a, b, c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OECD 및 World Bank 자료를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추정

-0.155a
0.052
0.003
-0.340a
0.074
0.000
-14.500c
8.475
0.088
856
0.000
31.80
0.200
-1.062
0.288
-1.532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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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GDP간의 관계에서 지역별 편차가 유의미
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형 III)의 결과를 보면, ‘아시아태평양 국가 배출량’
및 ‘BRIICS 국가 배출량’의 계수가 모두 신뢰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
의 값을 가졌다. 이는 지역에 따라 국가온실가스배출량과 경제성장 사이에서 비동조화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공공 기후금융 소요 추정
가. 방법론
신기후체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민간금융의 조성을 통해 국가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충
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신기후체제의 태동단계인 현 시점에서 그 이행비
용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는 많은 국가에서 민간 기후금융의 조성이 지연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국가별
로 민간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공공 기후금융의 개입이 지속되고 있다. 시기별로도 정
책방향에 따라 민간 금융과 공공 금융의 범위가 임의적으로 변동되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향후 국가온실가스 감축수단이 분화되어 감에 따라 민간 기후금융과 공공 기
후금융을 구분하고 양자간 연계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향후 재정건전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이므로 민간 기후금융이 주된 역할을 담당하
고 공공 기후금융은 민간부문을 촉진하는 역할에 집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온실가스감축 관련 제도의 시행시기, 시행범위, 시행 연속성 등에서 차이가 있
는 상황에서, 공공 기후금융 규모를 별도로 분석해 보는 것은 유의미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체 기후금융 규모를 확인한 다음 단계로서, 분석범위를 보
다 좁혀 국가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공공 기후금융 규모를 추산해 본다.
공공 기후금융에 대한 소요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Roubini and Sachs(1989),
Heller and Diamond(1990) 등을 참조하여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의 재정수지와 국가
온실가스 배출간 관계를 확인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경제성장의 근간이 되는 각
종 경제활동은 온실가스 배출을 수반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경제성장과 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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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련을 갖는다(IPCC 2000). 즉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성장간에는 정(+)의 상관
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경제성장이 달성되면 재정수입은 증가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재
정지출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Roubini and Sachs, 1989). 즉 다른 조건이 일정하
면, 경제성장과 통합재정수지 간에도 정(+)의 상관관계가 성립할 것이다. 두 관계를
통합하면, 온실가스 배출량과 통합재정수지 사이에도 정(+)의 상관관계가 성립할 것
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 기후금융 규모 추정을 위해,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
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회귀방정식을

분석한다.

설명변수로는

Roubini

and

Sachs(1989)를 참조하여, 통합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및 사회적 요인들을 포
함한다. 그리고 동 방정식을 OECD 회원국 및 BRIICS 국가들의 장기간에 걸친 패널자
료에 적용하여, 설명변수별로 통합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식별한다. 이때
온실가스배출량도 통합재정수지 결정요인들 중 하나로서 회귀방정식에 포함한다. 회
귀분석을 통해 추정된 온실가스배출량의 계수 값을 활용하여 국가온실가스 감축에 따
른 공공 기후금융 규모를 추산한다. 다만 온실가스배출량 계수의 추정값을 국가 온실
가스 배출량 한 단위 감축에 대응한 통합재정수지의 민감도로 해석함에 있어서도, 앞
서 논의하였던 유의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나. 자료 및 변수
통합재정수지와 경제사회적 요인들 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종속변수( )로서 ‘GDP 대
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사용한다. 재정건전성을 보다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합재
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16) 하
지만 OECD 회원국들의 관리재정수지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만큼 국제비교를 위해 통합재
정수지를 종속변수로 사용한다.
다음으로 Roubini and Sachs(1989), Giorno et al.(1995), 김성태(2012) 등의 재

16) 통합재정수지의 흑자에는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가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노령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그 영향이 큰 상태이다.
즉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국가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할 경우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향후 노령화가 진행될수록 사회보장성 기금의 적자로
의 전환은 불가피하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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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지 관련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검토하였던 변수들을 설명변수( )로서 포함한다.
먼저 전기의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포함하는데, 이는 통합재정수지가 변화하
면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여건을 보여주는 변수
로서 ‘실질GDP 성장률’을 포함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기후변화대응 관련 제도적 특성을 감안하기 위해 발전차액지원
이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의 시행에 따른 영향을 검토한다. REN21(2017)에 따르
면 2017년 기준으로 발전차액지원제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는 전세계 151개
국 중 각각 83개국과 33개국에서 시행중이기 때문에 기후변화대응 관련 대표적인 정
책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발전차액지원제(FIT: Feed-in-Tariff)는 신재생에너지 투
자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 소
관 부처가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와의 차액(발전차액)
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17)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
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 ·재생에
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즉 해당 제도의 시행 여부에 따라 온실
가스 배출량과 통합재정수지의 연관성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해당 제도
시행 여부를 보여주는 더미변수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곱한 변수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통합재정수지 간 관계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로그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과 ‘BRIICS 국
가의 로그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을 추가한다. 종속변수인 통합재정수지를 비롯하여
분석에 포함한 설명변수들의 정의는 [표 5]과 같다.18)
자료의 출처는 앞서와 같이, OECD가 제공하는 국민계정자료 및 경제전망자료, 세계
은행이 제공하는 세계개발지표 등이다. 분석대상 기간은 8개년(2005~2012년)간의
연간자료이다. 분석대상 국가는 OECD 회원국 34개와 BRIICS 6개국19)을 포함하는
총 40개 국가들이다. 전체 320개 중 자료가 누락된 것을 제외하고 실제로 회귀분석에
17) 한국의 발전차액지원 사업은 2011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어 2012년부터 신규진입이 불가한 상태
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참조한다.
18) 일부 선행연구에서 ‘총산출갭’을 설명변수로 포함한 바 있는데, BRIICS 국가들에 대한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해당 변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19) 6개국(Brazil, Russia, India, Indonesia, China, South Africa)을 지칭

170

예산정책연구 제6권 제2호

사용된 관측값 수는 273개이다.
[표 5] 변수 정의 및 산정 방법
변수 정의

산정 방법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

100 × (통합재정수지/GDP)

실질GDP 성장률(%)

100 × (GDPt/GDPt-1 - 1)
ln(1인당 GDP)

로그 1인당 GDP(ln USD1,000)

ln(1차에너지총소비량/GDP)

로그 에너지 원단위(ln TOE/USD1,000)
로그 에너지공급구조 탄소집약도(ln 톤/TOE)

ln(온실가스배출량/에너지총소비량)

로그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ln 톤/명)
- FIT 제도 운영 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 RPS 제도 운영 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 BRIICS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ln(온실가스배출량/총인구)

자료: OECD 및 World Bank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표 6] 변수 기초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

-2.291

5.244

-32.305

18.696

실질GDP 성장률

1.318

3.891

-15.735

12.751

로그 1인당 GDP

10.290

0.571

8.148

11.479

로그 에너지 원단위

4.776

0.371

4.072

6.129

로그 에너지공급구조 탄소집약도

1.148

0.379

-0.046

2.441

로그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

2.398

0.523

0.653

3.991

FIT 운영 시 온실가스 배출량

1.687

1.163

0.000

3.931

RPS 운영 시 온실가스 배출량

0.740

1.164

0.000

3.991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0.613

1.160

0.000

3.991

BRIICS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0.275

0.750

0.000

3.044

자료: OECD 및 World Bank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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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정방정식 및 추정기법
국가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공공 기후금융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형(III)
의 회귀방정식은 아래 식(3)와 같다.

          
식(3)
        
             

여기서 y는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 Grow은 실질GDP 성장률, FEmis은 FIT
가 시행되는 상태에서의 로그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 REmis은 RPS가 시행되는 상태
에서의 로그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 그리고 AEmis(BEmis)은 아시아태평양지역
(BRIICS) 국가 로그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한다. 다른 변수 정의는 앞서 식
(3)에서와 동일하다.
국가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공공 기후금융 규모를 추정할 때 활용한 추정기법은 앞
서 전체 기후금융 규모를 추정했을 때와 유사하다. 또한, 통합재정수지와 국가온실가
스 배출량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의 견고성과 비편향성을 감안하여 세 가지 회귀방정식
을 설정한다. 먼저 국가별 통합재정수지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7개 변수
- 전년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 ‘실질GDP 성장률’, ‘에너지 원단위’, ‘에너지
공급구조 탄소집약도’,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 -로 모형(I)을 설정한다. 동 모형은
Kaya-항등식을 참조하여 ‘1인당GDP’를 대신하여 ‘에너지 원단위’, ‘에너지공급구조
탄소집약도’ 및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를 포함한 것이다.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원
제도의 운영에 따른 효과(이하 제도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변수인 ‘FIT 제도 운영 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와 ‘RPS 제도 운영 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가하여 모형
(II)를 구성한다. 끝으로 지역 차이에 따른 효과(이하 지역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아
시아태평양 국가 배출량’ 및 ‘BRIICS 국가 배출량’을 포함하여 모형(III)을 구성한다.
추정기법으로서는 앞서와 동일하게, 설명변수와 오차항간 내생성 발생 가능성을 감안
하여 일반적률추정법(GMM)을 사용한다. 특히 추정대상 회귀방정식이 종속변수인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의 과거값을 설명변수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20)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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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추정법 적용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라. 추정결과
앞서 설명한 변수 및 모형을 바탕으로 OECD 회원국 및 BRIICS 국가들의 8년에 걸친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에 따른 공공 기후금융 규모 추정에 관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년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에 대한 결과는 해당 변수에서 발생한
변화가 상당 기간 지속됨을 시사한다. 당해 연도와 이전 년도의 연관성이 높다는 것은
어떤 요인에 의한 영향이더라도 그 요인의 영향이 지속됨을 보여준다. 해당 변수의 추
정계수 값이 약 0.71 수준이면서 신뢰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둘째, ‘경제성장률’ 관련 추정결과는 경제상황이 양호할 때 재정수지가 개선되는 경
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해당 변수의 추정계수 값이 0.442 수준이면서 신뢰수준 1%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성장률이 1%p 상승할 때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약 0.442%p 개선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 가능하다.
셋째, Kaya-항등식에 따른 관계가 실증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보인다. ‘1인당 온
실가스배출량(C/P)’의 계수는 정(+)의 값으로, ‘에너지 원단위(E/G)’ 및 ‘에너지공급
구조 탄소집약도(C/E)’의 계수는 부(-)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모형 I)~(모형 II)의
경우 해당 추정값들 모두 신뢰수준 1%나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모형 III)
의 경우에는 ‘에너지 원단위(E/G)’의 통계적 유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에너지공급구
조 탄소집약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동 결과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거
나,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거나, 에너지공급구조를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조정하려
는 경우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배출권거래, 에너지효율
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직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결과이다.

20) 패널자료를 대상으로 하면서, 종속변수의 과거값(lagged value)을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회귀모형
을 동태패널모형(dynamic panel model)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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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통합재정수지와 국가온실가스배출량 간 관계
변수
재정수지(t-1)
표준오차
p-값
경제성장률
표준오차
p-값
에너지 원단위(E/G)
표준오차
p-값
에너지 탄소집약도 (C/E)
표준오차
p-값
온실가스배출량 (C/P)
표준오차
p-값
온실가스배출량 (C/P) × FIT
표준오차
p-값
온실가스배출량 (C/P) × RPS
표준오차
p-값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배출량
표준오차
p-값
BRIICS 국가 배출량
표준오차
p-값
상수
표준오차
p-값
Sargan Test
p-값
Hansen Test
p-값
Abond Test(1)
p-값
Abond Test(2)
p-값

모형(I)

모형(II)

모형(III)

0.706a
0.066
0.000
0.435a
0.058
0.000
-1.377a
0.497
0.006
-0.962b
0.391
0.014
0.775a
0.301
0.010

0.713a
0.061
0.000
0.460a
0.061
0.000
-1.626a
0.570
0.004
-1.116a
0.362
0.002
1.324a
0.327
0.000
-0.329c
0.183
0.072
-0.330b
0.146
0.024

4.392
2.266
0.053
36.225
0.000
12.266
0.344
-1.835
0.066
0.267
0.790

5.243
2.599
0.044
36.296
0.000
12.792
0.307
-1.801
0.072
0.260
0.795

0.718a
0.058
0.000
0.442a
0.062
0.000
-1.521c
0.834
0.068
-1.034
0.738
0.161
1.271a
0.318
0.000
-0.351c
0.186
0.058
-0.361b
0.177
0.041
0.058
0.211
0.784
-0.028
0.354
0.936
4.829
4.066
0.235
36.494
0.000
11.736
0.384
-1.812
0.070
0.279
0.780

주: a, b, c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OECD 및 World Bank 자료를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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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산을 지원하는 제도의 운영 여부에 따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따른 중장기 재정소요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
스배출량(C/P) × FIT’의 계수는 신뢰수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그리고 ‘온실
가스배출량(C/P) × RPS’의 계수의 추정값은 신뢰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
(-)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동 결과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정도가 줄어듦을 시사한다. 즉 FIT나 RPS를 운영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재정을 투입하여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FIT나
RPS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의 재정 부담이 각각 0.33~0.35%와 0.33~0.36%감소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통합재정수지 간의 관계에서 지역별 편차
가 유의미하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실증분석 시 포함한 요인들(재정건전성,
경제상황, 에너지 효율성, 에너지공급구조, 신재생에너지 지원 제도 등)에서의 차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지역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3.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기후금융 규모 추정 예
[표 7]의 (모형 III)에 대한 추정결과를 보면, 2012년 기준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
가이면서 RPS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에 적용되는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C/P)’의 계수
값은 0.968(=1.271-0.361+0.058)이다. 이는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이 1단위 감
소하면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약 0.97%p 악화됨을 의미한다. 또한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은 지역효과를 제외한 결과인 (모형 II)로부터 추정한 민감도는
0.994(=1.324-0.329)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따른 중장기 재정소요를 추정하기 위해
모형 III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민감도를 활용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동 민
감도는 모든 분석대상 국가들에서 공통적인 정책조합, 경제활동 수준, 에너지 효율성,
에너지공급구조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온실가스 배출량과 통합재정수지
간 관계를 평가한 것이다.21) 다만 설명변수로 포함하고 있는 지원제도(FIT와 RPS)
21) 국가별로 정책조합, 경제활동 수준, 에너지 효율성, 에너지공급구조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로그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이 1단위 감소할 때 유발되는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의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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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여부의 차이와 지역 차이에 따른 효과는 감안한 추정결과이다.
2030년 BAU는 850백만 톤으로 추정되며, 국가감축목표 37%를 이행할 때 국가온
실가스 배출량은 약 536백만 톤이 된다.22) 본 연구는 해당 감축량(약 315백만 톤)을
10년에 걸쳐 동일한 속도로 감축한다고 가정한다. 즉 한국의 NDC 상에 명시되어 있는
2020년, 2025년, 2030년의 BAU를 기준으로 하여, 각 연도별 BAU와 목표배출량, 감
축량이 2021~2025년, 2026~2030년에 각각 선형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설정한
다.23) 이는 연도별 BAU 및 감축량이 매년 동일한 증가율로 증가하고, 연도별 목표배
출량이 매년 동일한 비율로 감소한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인구전망을 별도
로 수행하지 않고, 통계청의 ｢2010~2060년 장래인구추계｣에서 발표된 세 가지(고위,
중위, 저위) 시나리오 중 중위가정에 따른 인구추계를 사용한다.24) 통계청의 2010년
추계인구(2011~2060년)에 따르면,25) 총인구는 2030년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약 52백만명에 이를 예정이다.
그와 같은 10년간에 걸친 국가감축목표 이행에 따라 나타날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
(C/P)’의 변화는 [표 5]과 같다. 지속적 온실가스 감축에 상응하여 초래될 해당 변수
의 누적 변화는, 처음 5개년(2021~2025년) 동안 –0.20 및 다음 5개년(2026~2030
년) 동안 –0.19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변화에 각 모형을 통해 추정한 민
감도(모형(II): 0.994, 모형(III): 0.968)와 재정수지 변화의 지속성 계수(모형(II):
0.713, 모형(III): 0.718)를 적용하면,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의 누적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26) 동 변수의 10년(2021~2030년) 누적 변화를 보면, 모형(II)의 경
정도, 즉 민감도는 국가별로 다를 것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국가간 이전을 가정하고,
[표 7]에 제시된 값을 분석대상 국가들에서 평균적으로 성립하는 민감도로 해석하고 있는 본 연구
의 분석은 일정한 제약을 갖는다. 향후 국가별 관련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면, 본 연구가 제안하는
방법론을 활용하여 국가별 민감도를 보다 엄밀하게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
22) 정부 보도자료, 에코앤파트너스(2016), 국회예산정책처(2016b) 등 참조
23) 에코앤파트너스(2016), 국회예산정책처(2016a) 등 참조
24) 인구추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들은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2014~2060년 장기
재정전망｣, ｢2016~2060년 NABO 장기 재정전망｣등에 제시되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2016a) 참조
25)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를 5년(1996년, 2001년, 2006년, 2011년)마다 실시하고 새로운 인구추계는
2016년에 발표할 예정이다. 통계청의 새로운 인구전망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통계청의 인구전망
과 별도의 작업은 현재 시점에서 판단할 때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인구전망을 따로 실시하지
않는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6a)
26) 재정수지가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의 차이이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정책·사업이 중장기
적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에 영향을 줄 것이다. 본 연구는 재정수지 관점에서 재정소요를 추정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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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1.04이고, 모형(III)의 경우 –1.02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
(2016a)의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2030년 기준 한국의 명목GDP 수준은 약 3,047
조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소요될 것으로 예
상되는 추가적인 중장기 재정소요는, 모형(II)에 따르면 약 27.01조원일 것으로 보이
는 한편 모형(III)에 의하면 약 26.6조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 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따른 중장기 재정소요
연도

2020

2025(A)

2030(B)

BAU

782.50

809.70

850.60

목표배출량

782.50

647.60

535.90

인구(백만명)

51.44

51.97

52.16

명목 GDP(조원)

1,942

2,452

3,047

-0.20

-0.19

-0.39

- 모형(II): 제도효과

-0.41

-0.63

-1.04

- 모형(III): 제도효과+지역효과

-0.40

-0.62

-1.02

- 모형(II): 제도효과

-9.43

-17.58

-27.01

- 모형(III): 제도효과+지역효과

-9.24

-17.35

-26.59

로그 1인당 배출량 변화*

합계(A+B)

재정수지비율 변화*

재정수지 변화*(조원)

주: *는 해당 연도 기준 최근 5개년 누적임.

그런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서는 관련 재정지출이 현 수준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를 수용하는 수준에서 재정
지출이 이루어져 온 반면, 향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것이
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2016c)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20 로드맵 이행을 위
한 재정사업에 관련된 예산 규모는 지난 3개년(2014~2016년) 동안 연간 약
2.84~3.22조원 수준이었다.27) 즉 현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출되고 있는 재정규
로, 추정된 값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따른 재정지출에서 관련 재정수입을 차감한 (순)재
정소요에 해당한다.
27) 국회예산정책처(2016b), 국회예산정책처(2016c) 등을 참조한다.

신기후체제 이행을 위한 기후금융 역할 분석

177

모는 연간 약 3.08조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온실가스 감축
을 위해 새로운 재정사업을 추가하지 않은 채 기존 재정사업만을 유지하는 경우 10년
(2021~2030년) 누적 기준 약 30.8조원의 재정지출이 소요될 것이다.28) 그런데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 대비 37% 감축하려면 약 26.8조원
(26.59조원과 27.01조원의 평균)의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가 온실
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체적인 재정지출 규모는 10년
(2021~2030년) 누적 기준으로 약 57.6조원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및 시사점
IEA(2015a)에 따르면, 지난 파리협정 이전에 각 국들이 제출한 자발적 감축목표
(INDC)의 이행을 위해서는 앞으로 약 15년 동안 13.5조 달러의 추가적인 투자가 필
요할 것으로 예상된다.29) 그리고 지구 온도상승을 2℃로 유지하기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성 관련 투자가 약 16조 5천억 달러까지 확대되
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30) 또한 GFSG31)(2016)은 OECD, World Bank, IEA, WEF
와 같은 기관들은 향후 15년간 총 90조 달러, UNCTAD는 매년 5~7조 달러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에도 국가 온실가
스 감축목표 이행에 필요한 공공 기후금융 규모가 10년(2021~2030년) 누적으로 약
57.6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8)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관련 재정지출은 재량지출 성격이 강하므로, 중장기 재정소요를 정확히
추정하려면 다양한 임의적인 가정을 사용하게 된다. 본 연구는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의 경제여건이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추후 보다 현실적인
가정을 사용하여 중장기 재정소요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29) World Energy Outlook Special Briefing for COP21, IEA(2015) pp. 4 참조
30) IEA는 각국의 정부가 2030까지 예상된 NDC이행을 위한 기후금융조성에 추가로 3조 달러를 쓰면
지구 온도상승의 2℃유지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자료: IEA(2015)
31) G20는 금융시스템 개선을 통한 민간의 녹색분야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6년 녹색금융
스터디그룹을 신설(중국과 영국이 공동의장, 유엔환경계획(UNEP)이 사무국역할)하여 녹색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보고서를 2016년 9월 5일 중국 항저우 G20정상회의에서
채택하였다.

178

예산정책연구 제6권 제2호

그런데 현재의 국가 재정을 감안할 때 정부 출연금으로 매년 3조 가량의 재원을 조
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기존 재정사
업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재정사업을 도입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재원을 마련할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기금 조성, 글로벌 기후금융과 연계, 민간 기후금융 유인 등)과 재원 조달 방식
(보증, 지분투자, 민간재원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도 글로벌 금융시
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1:5의 유인성 수준을 달성할 수 있으면, 동 필요 재원 중 약 5.2
조원을 공공 기후금융을 통해 마련하고 약 26.0조원 규모의 민간 기후금융을 통해 유
인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32) 즉 공공 기후금융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공공 기후금
융의 유인성을 제고하면,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따라 발생할 공공부문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공공부문의 부적절한 개입이 민간부문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킬 위험도 존재
함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자율적 시장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기후금융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내부화 할 수 있는 개선방향, 또한 중장기 전략방향과
단기 불확실성 대응 간 조화에 기초한 국내 기후금융 조성의 모색이 요청된다. 전 세계
적으로 기후변화대응이 확산되는 추세임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기후금융 강화라는
전략성은 부인하기 어려우나, 미국 행정부를 포함한 주요 당사국의 단기적 정책 변화
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하기에 중장기적 전략성과 단기적 불
확실성 관리를 모두 고려한 절제된 대응(measured response)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요컨대, 정부는 기후금융 조성 지원에 관한 향후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국내 산업 및
시장 참여자들에게 지속적이고 일관된 신호(signal)를 보낼 필요가 있다.

32) 필요 재원 전체를 공공 기후금융을 통해 마련하면, 1:5의 유인성 수준을 가정할 때 약 156조원 규
모의 민간 기후금융이 추가로 유인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5배라는 유인성 수준이 글로벌 시장에
서 관측되어 온 레버리지 효과의 평균값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아직 민간 기후금융이 글로
벌 시장에 비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민간 기후금융 유인은 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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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n the Role of Climate Finance to Enforce the
Post-2020 Climate Change Agreement

Jin, Ick and Kim, Yunhee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necessity of having sufficient finances to implement measures
contained within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NDCs). Based on a dynamic model
to capture the link between emissions and government budget balance, our analysis estimates
the cost associated with implementing emission-reducing policy. It also measures the gap
between what is likely to be funded through existing resources, and what needs to be
supplemented through climate finance. For that purpose, an international comparison
analysis has been conducted to quantify public climate finance needs for each country. Using
panel data for 40 countries over the period of 1998.2012,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economic growth and commensurate greenhouse gas emissions generate budgetary
surpluses, and that these surpluses must be offset by public climate finance if countries are
to reduce emissions commensurate with their NDCs. It further suggests that this is
particularly a challenge for developing countries(notably, the BRIICS). The approach of this
paper provides a method for determining the actual amount of public finance required to
offset the budgetary shortfall from the climate finance pledged under the Paris Agreement.
It is imperative to quantify the extent to which each of the developing countries needs to
receive international financial support.
 Keywords: Climate finance; economic growth; GHG emissions; governmental budget
balance; NDC

